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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교차로의 신호 체계는 도심부를 중심으로 발달해왔

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호운영 체계가 발달하였다. 최근 신호 운

영은 검지기 등을 통하여 실제 교통 현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운영 방식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검지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수집 가능한 교통 자료

의 종류나 정확도에 영향을 미쳐 효율적인 신호 운영을 저하 시키

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 대응 시스템에서의 이와 같은 문제는 실시간으로 교통 흐

름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로 불필요한 대기를 유발하

게 되어 시간 및 연료를 낭비하게 하고, 물류비 상승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실시간 교통 흐름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응식 신호제어 기법을 적용하고, 차량의 시간

및 속도 손실을 최소화하여 가장 효율적인 교차로 신호 운영을 위

한 적정 검지기 위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교차로의 기하 특성과 개별차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검지기의 위치를 산출함으로써 지체를 최소화하

여 교차로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으며, HILS를 통하

여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를 다양한 대상지

에 적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수행 결과 최적화된 검지기 위치

로 인하여 지체가 평균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

라 도로의 감응식 교차로 운영 시 검지기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어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

다.

주요어 : 감응제어, 개별차량 특성, 검지기 위치, HILS

학 번 : 201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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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교차로의 신호 체계는 도심부를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인

구가 늘어나고 사회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감에 따라 도로 교통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운영 체계가 발달하였다. 최근 신

호 운영은 검지기와 무선 통신 등을 통하여 실제 교통 현황에 실시간으

로 대응하는 운영 방식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실시간 교통 대응 시스템의 일부인 감응식 신호 제어

방식은 교차로의 상류부의 매설된 검지기를 통하여 차량의 존재와 흐름

을 검지하여 신호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교통 현황을 검지하는

검지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수집 가능한 교통 자료의 종류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신호 운영을 위해서는 설치 목적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검지기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검지기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은 교통신호기설치관

리메뉴얼(경찰청, 2011년 12월 개정)에서 “검지기의 설치 위치는 검지기

의 용도 및 가장 효율적으로 교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

여 결정한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치 규정은 기술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교차로 별 기하구조 및 특성과 접근로 상의

개별차량 특성이나 딜레마 구간 등에 관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획

일적인 방식으로 검지기의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대응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자 하

는 의도와는 반대로 불필요한 대기를 유발하게 되며 시간 및 연료를 낭

비하게 하고, 물류비 상승 및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게 되므로 실시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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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대응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시간 및 속도 손실을 최소화하여 가장

효율적인 교차로 신호 운영을 위한 적정 검지기 위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감응식 신호제어 기법에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 흐

름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

상 교차로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교차로의 현장 자료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검지기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HILS를 통하여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도로의 감응

식 교차로 운영 시 검지기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

적인 교차로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차로의 기하구조 및 특성과 다양한 도로 소통

상황에 따른 개별 차량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화 된 검지기 위치를 산정

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감응 제

어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차로에 접근 하는 차량의 속도 분포와 중차량 비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분석에 반영하여 개별 차량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 과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검지기의 위치에 따른 감응식 신호 제어 기법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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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의의 교차로를 선정하여 해당 교차로의 기

하구조 및 특성과 개별 차량의 특징을 반영하여 HILS를 통하여 분석하

고, 다른 교차로에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지의 선정은 교차로의 특징이 뚜렷하고 조사가 용의하여

지역 특수성을 배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교차로를 기준으로 하였

으며, 이에 따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여천 2교 사거리와 울산 울

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터미널 사거리, 울산 북구 상안동의 상안교서

교차로를 대상 교차로로 선정하였다. 해당 교차로의 자료 특성은 2011년

울산시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 결과와 현장조사를 참고하여 교차로의

자료 특성을 반영하였다.

2. 연구의 수행 과정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와 수행 과정
↓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고찰
◦ 이론적 배경

◦ 선행 연구의 고찰
↓

검지기 위치 산정 방법론
◦ 검지기 위치 산정 원리

◦ HILS 네트워크 구성

◦ 검지기 위치 결정

◦ 효과 분석
↓

적용 및 검증
◦ 적용 및 검증 대상지 기하구조

◦ 적용 및 검증 대상지 네트워크 구성

◦ 적용 및 검증 대상지 효과 분석
↓

결론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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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의 고찰 및 이론적 배경

제 1절 선행 연구 고찰

1. 국내 연구

검지기 위치 산정을 위한 국내 연구로는 여행자 정보제공을 위한

검지기 위치 결정에 관한 연구 -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 (이진호 외 3

명, 2002),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국도에서의 적정 검지기 위치에 관

한 연구 (송기욱 외 2명, 2005), 고속도로 합류부 지점에서의 최적 검지

기 설치 위치 산정에 관한 연구 (양충헌 외 2명, 2008) 등이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검지기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보다 정밀한 정보 수집을 위한 최적의 검지기 위

치를 산정하여, 수집된 정보를 2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2. 해외 연구

해외 연구로는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Arterial Travel

Time and Detector Data from Simulation and Field Studies ( V. P.

Sisiopiku외 3명, 1994), Simulation of Detector Locations on an

Areterial Street Management System (Gary B. Thomas외 2명, 2000)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총 Travel Time을 저감시키기 위한 검지기 위치

의 산정 방법과 링크의 통행 속도 예측을 위한 것으로 신호 운영을 위한

검지기 위치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과

적인 감응식 신호 운영을 위한 검지기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다양하

고 제약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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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현재 국내외 신호 제어 기술은 도시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지

방부의 경우 TOD 형식의 신호 형식과 산발적으로 검지기를 이용한 방

식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부 도로의 특성상 TOD 방식의 운영은 경제적,

효율적 낭비를 초래하므로 검지기를 기반으로 한 감응 제어 방식이 적합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감응 제어 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검지

기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입 효과

를 극대화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 개발된 Multiple

-point detection 기법이 존재하나 다수의 검지기로 인한 비용과 유지관

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도로 소통 상황에 따라 최적화 된 검

지기 위치를 산정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

대화 하는 감응 제어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 2절 이론적 배경 및 가정 검증

1. 신호제어 시스템의 종류

(1) 정주기식 신호기 (Pre-Timed Signal)

정주기식 신호기는 고정식 신호기 (Fixed Signal) 또는 TOD Time

of Day)로도 불리며, 교차로의 특성 및 흐름을 사전에 조사하여 적절한

신호 주기와 현시를 결정하여 하루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고정된 스케

줄에 따라 반복하여 동작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이러한 신호기는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어 관리가 용이하며, 설치·운영이 간편하고 견제적인 것

이 특징이다. 하지만 실시간 교통 흐름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현장의 교통상황의 변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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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주기식 신호기의 스케줄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간계획의 수

 교차로의 교통흐름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오전/오후 첨두 시

간, 오전/오후 비첨두 시간, 심야 시간, 주말 또는 특수 상황에 대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현시 전이시간

 현시전이시간은 녹색현시가 적색현시로 바뀌는 과정동안의 시간이

며, 황색시간과 전적시간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으로 다음의 

식을 통하여 계산된다.

  





…(식 1)

③ 보행자 신호시간

 보행자 신호시간의 길이는 보행자 녹색시간과 점멸신호시간로 나

뉘며 보행자 수에 따라 보행자 신호 시간이 결정되고, 도로의 폭에 

보행속도를 나눈 값으로 보행자 점멸신호시간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보행속도는 일반적으로 1.1~1.2m/sec를 사용한다.

④ 주기 길이

 신호기를 설치 운영할 때는 지체를 최소화하는 주기길이를 사용하

는 것이 보편적이다. 최적주기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대

표적으로 아래의 Webster의 방법을 사용한다.

  
 

…(식 2)

⑤ 현시 분할

 현시 분할은 교차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독립교차

로의 현시분할은 다음과 같이 임계차로 교통량의 비율에 따른 분할 

방법을 사용한다.

  


  …(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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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응식 신호기 (Actuated Signal)

감응식 신호기는 접근로에 매설되어 있는 차량검지기를 통해 교통상

황에 따라 신호시간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주기마다 신호시간이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 감응식 신호는 전감응식

과 반감응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전감응식 제어는 모든 접근로에

검지기를 설치하여 교통 흐름에 따라 신호시간을 연장, 단축, 생략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제어한다. 반감응식 제어는 검지기가 부도로에만 설치

되어 평소에는 주도로의 녹색신호가 유지되다가 부도로에 차량이 검지되

었을 때 부도로로 녹색신호를 이전한다.

(3) 교통대응 신호기 (Traffic Responsive Signal)

교통대응 신호기는 중앙관제소에 위치한 컴퓨터에 의해 신호가 통제

되며 현장에 위치한 검지기를 통하여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호시간

을 실시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교차로의

신호기들을 일괄적으로 통제하기에 유용하므로 대도시의 신호체계에 주

로 이용된다.

2. 국내외 신호제어 기술

(1) 국내 도시부 신호제어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도시부에서도 TOD 방식의 신호제어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1995년 서울시에서 검지기를 이용한 교통대응 신호제어 방

식인 신신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설치되어 왔으며 현재 서울

시에 42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신신호 시스템은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

ation)의 Dual-Ring 체계로 운영되며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주기 및

녹색시간이 조절될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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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지방부 신호제어

지방부의 교차로는 시간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가 크고, 주변 교차로

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독립 교차로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일

반적으로 감응식 신호제어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응식 신

호제어를 통하여 운영되는 교차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검지기

설치 위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워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3) 해외 도시부 신호제어

해외의 도시부에서는 오프라인 패턴 선택방식인 전자신호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교통대응모드 시스템을 개발

하여 운영하고 잇다.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CSOOT, 미국의 OPAC, 일본

의 STREAM, 이탈리아의 UTOPIA, 호주의 SCATS, 프랑스의

PRODYNE 등이 있다.

(4) 해외 지방부 신호제어

미국의 지방부 신호제어는 1960년대 초반 루프 검지기를 이용한

Area-Detection 방식의 감응 제어 방식에서, Point-Detection 방식을 혼

합한 형태로 신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Volume-Density Controller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후에 1970년대

에는 Multiple-Point Detection 방식을 개발하여 고속 교차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딜레마 감응 제어를 실시하였고 이후 과다한 검지기 사용문

제를 보완하기 위해 EC-DC detector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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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딜레마 구간 (Dilemma Zone)

딜레마 구간은 운전자가 교차로에 접근하는 도중에 황색 신호가 시

작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임계감속도로 정지선에 정지하기가 불가능

하며, 계속 진행하더라도 황색시간 이내에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

하게 되는 구간을 말한다. 이러한 딜레마 구간에 대하여 Parsonson은 아

래와 같이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1) 딜레마 구간의 공간적 범위

한 접근로의 딜레마존의 시점부는 전체 차량의 90%가 진행하고

10% 차량이 정지하는 구간이며, 종점부는 전체 차량의 10%가 진행하고

90%의 차량이 정지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아래의 표는 Parsonson이

정의한 접근속도별 딜레마 구간의 시·종점부를 나태난 것이다.

접근속도

(mi/h)

교차로부터의 거리 (m)

종점부
(정지가능성 10%)

시점부
(정지가능성 90%)

35 31 77

40 37 86

45 46 99

50 52 107

55 71 117

<표 1> 접근속도별 딜레마 구간의 시·종점부

(2) 딜레마 구간의 시간적 범위

Parsonson에 의하면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시점에 딜레마 구간에 위

치하는 차량의 주행속도와 상관없이 90%가 4.5~5초 사이에 정지선을 통

과하며, 10%는 2~2.5초 사이에 정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

서 딜레마 구간의 시간적 범위는 2~5초 사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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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지기 원리

검지기는 감응식 신호제어를 위하여 도로에 매설되는 형태로 주로

이용되며 전자기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여 차량의 존재 유무를 판별하게

된다. 차량이 루프면 위에 존재하는 경우 연속적인 자속의 변화로 반대

방향에 자장이 형성되고 이 자장은 기존의 루프의 자장과 결합하여 인덕

턴스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인덕턴스의 변화를 주파수 함수로 변환

하여 차량의 존재유무를 검지하게 된다.

(1) 검지기의 규격

루프 검지기에는 32각, 8각, 원형이 있으며 신호 제어 및 교통량, 교

통정보수집 및 속도측정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① 32각 루프 검지기

 32각 루프 검지기는 신호제어를 위한 교통정보 수집과 포화도비 

산정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 직진차선 : 정지선으로부터 20cm 이내

○ 좌회전 차선 : 정지선으로부터 12m

○ 규격 : 4m × 1.8m

<그림 2> 32각 루프 검지기 규격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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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각 루프 검지기

 8각 루프 검지기는 신호제어 및 속도측정, 교통량 수집 등의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된다.

○ 규격 : 1.8m × 1.8m

<그림 3> 8각 루프 검지기 규격 (단위 : mm)

③ 원형 루프 검지기

 원형 루프 검지기는 신호제어 및 속도 측정, 교통량 수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 규격 : 반경 0.9m

<그림 4> 원형 루프 검지기 규격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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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지모드

① Presence Mode

검지기 내에 차량이 존재하는 동안 검지기가 call을 요청하며, 차량

이 검지 영역을 지나간 후에 제어기가 차량의 검지 여부를 지워버리

는 형태인 Non-Locking Detection Memory로 운영된다.

② Pulse Mode

0.1~0.15초 Pulse로 call 상태를 인지하는 것으로 상류부 검지기에 

사용되며 적색시간에 도착하는 교통량에 최대한 빨리 녹색신호를 줄 

수 있는 Locking Detection Memory로 운영된다.

5. 가정의 검증

현재 딜레마 구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차량의 접근 속도는 일반

적으로 접근도로의 제한 속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개별 차량의 특

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의 접근 속도가 제한 속도를 중심으로 정규 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

였다.

대상지의 선정은 주변 교차로의 영향이 크지 않아 해당 교차로 신호

및 제한 속도에 의한 실제 접근 속도 확인이 용의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

여 서울 시내에서 조건에 근접한 교차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2년 9

월 ~ 10월 중 평일 오후 12시 ~ 4시 사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는 아래의 <표 2>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조사 방법은 Landscape View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긴 도로

구간을 촬영하여 조사하는 기법으로 해당 도로 구간을 촬영하여 구간 길

이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산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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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교차로명 위치

1 강남성모병원 네거리 서초구반포동

2 대치사거리 강남구대치동

3 도시철도공사 네거리 동대문구장안동

4 말미네거리 금천구독산동

5 중계역네거리 노원구중계동

6 발산역네거리 강서구가양동

7 보라매네거리 동작구대방동

8 외발산네거리 강서구외발산동

9 신정네거리 양천구신정동

<표 2> 교차로 접근속도 특성 조사 대상지

<그림 5> 교차로 접근속도 특성 조사 대상지

이를 통하여 도출된 교차로 별 접근 속도 분포 및 특성은 다음 <그

림 6~14>와 <표 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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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성모병원사거리접근속도분포

서울 성모변원 사거리

제한속도 60km/h

평균속도 53.89km/h

표준편차 11.78

<표 3> 서울 성모병원

교차로 특성 조사 결과

<그림 7> 대치 사거리 접근 속도 분포

대치 사거리

제한속도 60km/h

평균속도 54.84km/h

표준편차 11.14

<표 4> 대치 사거리

교차로 특성 조사 결과

<그림 8>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접근 속도 분포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제한속도 60km/h

평균속도 57.44km/h

표준편차 10.38

<표 5>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교차로 특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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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말미 사거리 접근 속도 분포

말미 사거리

제한속도 60km/h

평균속도 53.81km/h

표준편차 11.38

<표 6> 말미 사거리

교차로 특성 조사 결과

<그림 10> 중계역 사거리 접근 속도 분포

중계역 사거리

제한속도 60km/h

평균속도 54.64km/h

표준편차 11.79

<표 7> 중계역 사거리

교차로 특성 조사 결과

<그림 11> 발산역 사거리 접근 속도 분포

발산역 사거리

제한속도 60km/h

평균속도 59.73km/h

표준편차 10.78

<표 8> 발산역 사거리

교차로 특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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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보라매역 사거리 접근 속도 분포

보라매역 사거리

제한속도 60km/h

평균속도 55.47km/h

표준편차 10.81

<표 9> 보라매역 사거리

교차로 특성 조사 결과

<그림 13> 외발산 사거리 접근 속도 분포

외발산역 사거리

제한속도 60km/h

평균속도 59.92km/h

표준편차 9.06

<표 10> 외발산역 사거리

교차로 특성 조사 결과

<그림 14> 신정 네거리 접근 속도 분포

신정 네거리

제한속도 60km/h

평균속도 51.07km/h

표준편차 8.21

<표 11> 신정 네거리

교차로 특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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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결과 교차로로 접근하는 개별 차량의 속도는 전체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속도는 제한속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평균속도와 표

준편차를 이용한 정규 분포 모형을 분석에 도입함으로써 개별 차량 특성

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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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검지기 위치 산정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감응식 신호 제어를 위하여 아래의 <그림

15>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검지기의 위치를 산정하고 검지기 위치가 수

정됨에 따른 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15> 검지기 위치 산정 방법

제 1절 교차로 기하구조 및 개별차량 특성 분석

1. 교차로 기하구조 분석

감응식 신호 제어를 위한 적정 검지기 위치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교차로의 기하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극대

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의 신호 현시와, 방향별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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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교차로 폭, 포켓 유무, 인접 교차로와의 거리, 주도로 방향 및, 제한

속도 등을 조사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항목 내용

신호
주기, 현시, 황색신호시간,

녹색연장시간 등

방향별 특성

인접 교차로와의 거리, 차로수,

포켓 유무, 교차로 폭, 제한 속도,

주도로 방향 등

<표 12> 교차로 기하구조 분석 항목

2. 개별차량 특성 분석

개별 차량의 특성들 중에서 감응식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

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와 차량 길이의 두 가지로, 이외의 요소들

은 그 영향이 미비하여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차량 비율은 울산

시 정기 교통량 및 속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의 개별 속도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andscape View 기법

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 2절 딜레마 구간 산정

1. 딜레마 구간 영향 변수

검지기의 위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딜레마 구간의 위치 및 길

이를 결정해야 한다. 딜레마 구간은 신호 운영 및 교차로의 교통 특성에

따라 변화되며 최대·최소 녹색시간, 단위 연장시간, Gap Reduction, 차량

접근 속도 등의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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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최소 녹색시간

최대 녹색시간은 교통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최적화된 주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응식 신호 제어 시 포화 상태

가 지속되어 최대 녹색시간까지 연장이 반복된다면 정주기식 신

호 제어기 운영과 같은 운영의 형태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

우에 적절한 주기로 조절하게 된다.

최소 녹색시간은 신호 제어 체계 변환시 보행자 수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경우 정주기식 신호 제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소보행

자 녹색시간을 주로 사용한다.

(2) 단위 연장시간

감응식 신호 제어시 차량이 루프 검지기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

에서는 녹색시간을 연장하여 주고, 점유 상태가 지속 되면 최대

녹색시간까지 연장하게 된다.

(3) Gap Reduction

Gap Reduction은 상충하는 차선에서 차량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검지기가 Passage Time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상류부에 설치되어 있는 검지기로 Allowable Gap이 길어지는 경

우가 발생하여 Sluggish Time이 발생되기 때문에 Gap

Reduction을 통해 녹색 신호를 효과적으로 종료하게 된다.

NEMA 방식의 Gap Reduction의 축소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구

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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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

<그림 16> Gap Reduction Timing

(4) 차량 접근 속도

딜레마 구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차량 접근 속도는 임계 감속도

및 인지 반응 속도 등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딜레마 구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라 할 수 있다.

Gap Reduction 값이 커짐에 따라 딜레마 구간의 위치는 정지선에

가까워지게 되며, 녹색 연장시간의 단위가 커짐에 따라 딜레마 구간의

위치는 정지선으로 멀어지게 된다. 또한 차량 접근 속도가 증가하게 되

면 딜레마 구간의 위치는 정지선으로부터 멀어지며 딜레마 구간의 크기

는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변수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딜레마 구간의 길이 및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신호 운영 방식이 결정 되면 Gap



- 22 -

Reduction Time이나 녹색 연장 시간 등의 변수는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

기 때문에 딜레마 구간을 결정하게 되는 최종적인 변수는 차량의 접근

속도가 된다.

2. 딜레마 구간 산정 방법

딜레마 구간은 아래의 (식 5)와 (식 6)을 통하여 시작 점과 끝점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의 <그림 17>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7> 딜레마 구간의 개념도

  




…(식 5)

여기서,  : 임계 정지거리 (m)

 : 교차로 접근 속도 (m/s)

 : 인지-반응시간 (= 1.27s)

 : 감속도 (=5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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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

여기서,  : 딜레마 구간 길이 (m)

 : 황색시간 (s)

 : 교차로 폭 (m)

 : 차량길이 (= 4.7m)

제 3절 검지기 위치 산정

1. 딜레마 구간 내 차량 존재 확률 분포 도출

감응식 신호 교차로는 황색 시간 동안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을 효

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인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앞 절에서 도출한 교차로로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 분포와 딜레마 구간의

위치와 길이를 이용하여 황색 시간 내에 딜레마 구간 내 차량의 존재 확

률 분포를 도출하면 딜레마 구간은 아래의 <그림 18>과 같이 위치에 따

라 확률로 존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8> 딜레마 구간 내 차량 존재 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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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지기 위치 산정

이에 따라 도출된 분포 함수를 토대로 녹색 전이 시간 동안 딜레마

구간 내에서 확률적으로 차량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를 산출하

여 해당 위치를 검지기의 설치 위치로 결정한다.

제 4절 효과 분석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 검지기의 위치를 통하여 운영되는 신호

운영 방식이 기존의 방법으로 설치된 검지기 위치에 따른 운영 방식과

비교하여 얼마나 개선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ILS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되는 요소들 중 총 제어지체와 차량 당 평균 제어 지체를 효

과척도로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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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적용 및 검증

본 연구의 효과를 적용 및 검증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

치한 여천 2교 사거리와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터미널 사거

리, 울산 북구 상안동의 상안교서교차로 세 군데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방법과 기존의 검지기 위치 선정 방식에 따른 교과 분석

을 수행하였다.

제 1절 교차로 기하구조 선정

1. 여천 2교 사거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여천 2교 사거리는, 주도로는 남북 방향

이며 제한속도는 37mi/h(60km/h)이다. 그 외 교차로의 기하 구조 및 교

통량 특성은 아래의 <그림 19>과 <표 13, 14>에 나타내었다.

그림과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여천 2교 사거리는 남북 방향의

교통량이 동서 방향의 교통량 보다 50% 가량 많은 주도로와 부도로의

양상을 띠는 교차로로써 주도로의 주변 교차로와의 거리가 500m이상 떨

어져 있어 독립교차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 26 -

<그림 19> 여천2교 사거리 기하구조

항목 내용

방향별 특성

방향 인접 교차로와의 거리 차로수 포켓 유무

동 213m 왕복 7차로 좌회전

서 352m 왕복 7차로 좌회전

남 550m 왕복 8차로 좌회전

북 678m 왕복 8차로 좌회전

교차로 폭 제한속도

남-북 54m 60km/h

동-서 50m 40km/h

주도로 방향 남-북 방향

<표 13> 여천 2교 사거리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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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63 74 0.71 34 6 13 4 9 10 8 2

08∼09 49 58 0.69 28 5 10 1 9 6 6 0

09∼10 53 67 0.76 14 8 14 1 13 17 16 1

12∼13 60 72 0.78 32 8 11 0 11 9 8 1

13∼14 97 117 0.81 51 9 19 2 17 18 15 3

17∼18 78 95 0.85 42 11 14 0 14 11 8 3

18∼19 67 83 0.8 36 7 14 2 12 10 6 4

19∼20 76 98 0.79 37 8 19 0 19 12 9 3

<표 14> 여천2교 사거리 교통량 조사결과

(출처 : 2011년 울산시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 결과)

방향 2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1050 1082 0.74 887 64 10 2 8 89 65 24

08∼09 672 703 0.68 475 72 3 0 3 122 94 28

09∼10 411 433 0.91 167 116 2 1 1 126 105 21

12∼13 404 420 0.76 240 80 0 0 0 84 68 16

13∼14 539 563 0.9 334 89 2 1 1 114 91 23

17∼18 387 405 0.87 227 87 5 1 4 68 54 14

18∼19 398 414 0.83 252 76 6 2 4 64 52 12

19∼20 379 386 0.78 223 98 5 3 2 53 48 5

방향 3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129 138 0.72 76 16 9 4 5 28 24 4

08∼09 166 174 0.91 88 38 6 0 6 34 32 2

09∼10 193 206 0.86 84 51 21 14 7 37 31 6

12∼13 190 201 0.91 105 41 19 11 8 25 22 3

13∼14 240 261 0.82 124 40 31 19 12 45 36 9

17∼18 355 372 0.89 174 107 23 12 11 51 45 6

18∼19 382 390 0.92 212 101 37 31 6 32 30 2

19∼20 322 332 0.78 166 97 25 21 4 34 2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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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4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199 206 0.89 134 17 7 1 6 41 40 1

08∼09 245 255 0.77 180 25 7 0 7 33 30 3

09∼10 229 233 0.94 139 22 3 0 3 65 64 1

12∼13 174 181 0.75 122 19 7 0 7 26 26 0

13∼14 197 203 0.88 128 20 6 1 5 43 42 1

17∼18 191 195 0.81 137 18 4 0 4 32 32 0

18∼19 211 217 0.82 152 28 4 0 4 27 25 2

19∼20 214 219 0.84 154 31 5 0 5 24 24 0

<표 14> 여천2교 사거리 교통량 조사결과 (계속)

(출처 : 2011년 울산시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 결과)

방향 5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434 441 0.77 364 11 23 19 4 36 33 3

08∼09 395 403 0.88 295 33 7 4 3 60 55 5

09∼10 307 312 0.89 217 22 6 5 1 62 58 4

12∼13 245 258 0.83 172 12 9 1 8 52 47 5

13∼14 246 256 0.89 163 19 2 0 2 62 54 8

17∼18 253 263 0.93 184 16 8 4 4 45 39 6

18∼19 309 316 0.73 218 35 1 1 0 55 48 7

19∼20 236 241 0.72 190 12 3 1 2 31 28 3

방향 6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791 810 0.73 712 26 6 2 4 47 32 15

08∼09 373 382 0.72 276 42 5 4 1 50 42 8

09∼10 170 173 0.8 82 42 2 2 0 44 41 3

12∼13 147 155 0.72 70 31 0 0 0 46 38 8

13∼14 193 198 0.97 92 60 4 3 1 37 33 4

17∼18 169 188 0.78 75 38 0 0 0 56 37 19

18∼19 130 135 0.75 58 43 0 0 0 29 24 5

19∼20 130 131 0.73 68 50 1 1 0 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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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7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84 88 0.92 38 10 20 20 0 16 12 4

08∼09 89 95 0.74 54 8 2 2 0 25 19 6

09∼10 123 131 0.8 68 11 6 6 0 38 30 8

12∼13 152 160 0.57 101 10 9 8 1 32 25 7

13∼14 117 122 0.8 65 15 9 7 2 28 25 3

17∼18 256 271 0.71 151 22 19 18 1 64 50 14

18∼19 325 330 0.83 254 17 19 18 1 35 31 4

19∼20 181 183 0.65 135 18 13 12 1 15 14 1

<표 14> 여천2교 사거리 교통량 조사결과 (계속)

(출처 : 2011년 울산시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 결과)

방향 8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240 250 0.89 161 24 9 2 7 46 43 3

08∼09 349 368 0.69 226 30 8 3 5 85 71 14

09∼10 370 387 0.83 214 42 7 1 6 107 96 11

12∼13 453 474 0.85 284 50 5 0 5 114 98 16

13∼14 381 408 0.94 226 54 12 1 11 89 73 16

17∼18 782 797 0.87 615 45 7 0 7 115 107 8

18∼19 902 918 0.86 757 53 5 0 5 87 76 11

19∼20 635 647 0.7 496 58 3 0 3 78 69 9

방향 9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102 112 0.76 58 7 4 4 0 33 23 10

08∼09 192 200 0.81 113 11 3 2 1 65 58 7

09∼10 199 231 0.89 75 8 5 4 1 111 80 31

12∼13 191 222 0.96 94 11 0 0 0 86 55 31

13∼14 221 249 0.79 85 13 1 0 1 122 95 27

17∼18 277 314 0.84 157 14 1 1 0 105 68 37

18∼19 228 255 0.74 144 18 0 0 0 66 39 27

19∼20 144 158 0.75 97 12 3 2 1 32 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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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0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187 197 0.67 135 15 0 0 0 37 27 10

08∼09 178 199 0.83 92 16 2 1 1 68 48 20

09∼10 207 229 0.87 80 18 0 0 0 109 87 22

12∼13 176 204 0.89 79 11 0 0 0 86 58 28

13∼14 214 236 0.88 111 7 2 0 2 94 74 20

17∼18 139 153 0.75 77 13 0 0 0 49 35 14

18∼19 164 178 0.95 106 7 1 1 0 50 36 14

19∼20 110 113 0.69 65 4 3 2 1 38 36 2

<표 14> 여천2교 사거리 교통량 조사결과 (계속)

(출처 : 2011년 울산시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 결과)

방향 11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125 131 0.76 72 17 11 9 2 25 21 4

08∼09 355 372 0.91 255 33 11 7 4 56 43 13

09∼10 280 293 0.87 141 23 24 23 1 92 80 12

12∼13 275 280 0.93 168 18 18 18 0 71 66 5

13∼14 305 322 0.76 174 12 47 41 6 72 61 11

17∼18 482 498 0.73 316 26 33 27 6 107 97 10

18∼19 577 595 0.83 442 17 36 28 8 82 72 10

19∼20 515 519 0.81 413 18 30 28 2 54 52 2

방향 12

시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07∼08 51 54 0.71 22 9 1 0 1 19 17 2

08∼09 66 67 0.73 36 14 0 0 0 16 15 1

09∼10 94 94 0.9 51 17 0 0 0 26 26 0

12∼13 78 79 0.76 47 13 0 0 0 18 17 1

13∼14 82 84 0.88 55 12 0 0 0 15 13 2

17∼18 110 113 0.88 67 27 0 0 0 16 13 3

18∼19 95 96 0.75 76 4 1 0 1 14 14 0

19∼20 104 106 0.91 71 21 0 0 0 1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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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양터미널 사거리

본 대상지는 아래의 <그림 20>과 같은 기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량 및 기타 특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표 15, 16>에 나타내었다.

<그림 20> 언양 터미널 사거리 기하구조

항목 내용

방향별 특성

방향 인접 교차로와의 거리 차로수 포켓 유무

동 379m 왕복 2차로 무

서 246m 왕복 3차로 무

남 531m 왕복 5차로 무

북 643m 왕복 5차로 좌회전

교차로 폭 제한속도

남-북 33m 60km/h

동-서 40m 40km/h

주도로 방향 남-북 방향

<표 15> 언양 터미널 사거리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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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1 256 267 0.8 196 3 0 0 0 57 46 11

2 337 358 0.75 245 9 8 1 7 75 61 14

3 71 74 0.64 53 7 1 1 0 10 7 3

4 46 46 0.55 28 9 6 6 0 3 3 0

5 120 129 0.83 94 13 8 0 8 5 4 1

6 178 183 0.71 99 67 5 0 5 7 7 0

7 159 160 0.89 119 30 0 0 0 10 9 1

8 308 333 0.9 205 6 27 25 2 70 47 23

9 216 235 0.86 160 6 8 0 8 42 31 11

10 157 181 0.79 109 3 7 0 7 38 21 17

11 142 142 0.85 115 13 0 0 0 14 14 0

12 250 268 0.87 169 3 17 16 1 61 44 17

<표 16> 언양 터미널 사거리 교통량 조사결과

(출처 : 2011년 울산시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 결과)

본 교차로는 남북 방향의 교통량이 동서 방향의 교통량보다 51% 가

량 많은 주도로와 부도로의 양상을 띠는 교차로로 주도로의 주변교차로

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독립교차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3. 상안교서교차로

상안교 서 교차로는 아래의 <그림 21>와 같은 기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량 및 기타 특성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표 17, 18>에 나타

내었다.

본 교차로는 남북방향의 교통량이 동서방향의 교통량보다 430% 가

량 많은 주도로와 부도로의 양상을 띠는 교차로로 주도로 방향의 주변

교차로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독립교차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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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상안교 서 교차로 기하구조

항목 내용

방향별 특성

방향 인접 교차로와의 거리 차로수 포켓 유무

동 121m 왕복 6차로 좌/우회전

서 214m 왕복 4차로 무

남 2016m 왕복 10차로 좌/우회전

북 543m 왕복 10차로 좌/우회전

교차로 폭 제한속도

남-북 36m 60km/h

동-서 44m 40km/h

주도로 방향 남-북 방향

<표 17> 상안교 서 교차로 기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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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대 pcu PHF 소계 소형 대형 소계 소형 대형

1 35 36 0.82 27 3 2 1 1 3 3 0

2 809 816 0.88 691 20 6 6 0 92 85 7

3 51 58 0.6 38 0 2 1 1 11 5 6

4 20 26 0.65 9 0 2 1 1 9 4 5

5 62 79 0.68 19 5 5 3 2 33 18 15

6 41 60 0.63 9 2 0 0 0 30 11 19

7 194 200 0.72 151 5 1 1 0 37 31 6

8 556 578 0.97 476 9 3 1 2 68 48 20

9 321 335 0.84 258 12 4 3 1 47 34 13

10 201 219 0.9 154 12 1 0 1 34 17 17

11 102 109 0.63 72 4 0 0 0 26 19 7

12 29 30 0.44 27 0 2 1 1 0 0 0

<표 18> 상안교 서 교차로 교통량 조사결과
(출처 : 2011년 울산시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 결과)

제 2절 HILS 네트워크 구성

1. 여천 2교 사거리

이를 토대로 아래의 <그림 22>와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신

호 시간 및 현시 순서는 아래의 <표 19>와 같다.

현시 Φ1 Φ2 Φ3 Φ4

방향
↳ ↑ ꀳ →

↰ ↓ ⤴ ←
현시 Φ5 Φ6 Φ7 Φ8

G(Y) 37(3) 57(3) 17(3) 27(3)

<표 19> 여천2교 사거리 신호 시간 및 감응식 제어 현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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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여천2교 사거리 HILS 네트워크 구성

2. 언양터미널 사거리

마찬가지로 기하구조를 토대로 아래의 <그림 23>과 같이 네트워크

를 구성하였으며 신호 시간 및 현시 순서는 아래의 <표 20>과 같다.

<그림 23> 언양 터미널 사거리 HILS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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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 Φ1 Φ2 Φ3 Φ4

방향
↳ ↑ ꀳ →

↰ ↓ ⤴ ←
현시 Φ5 Φ6 Φ7 Φ8

G(Y) 43(3) 63(3) 16(3) 26(3)

<표 20> 언양터미널 사거리 신호 시간 및 감응식 제어 현시 순서

3. 상안교서교차로

앞 절의 기하구조를 토대로 아래의 <그림 24>와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신호 시간 및 현시 순서는 아래의 <표 21>과 같다.

<그림 24> 상안교 서 교차로 HILS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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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 Φ1 Φ2 Φ3 Φ4

방향
↳ ↑ ꀳ →

↰ ↓ ⤴ ←
현시 Φ5 Φ6 Φ7 Φ8

G(Y) 48(3) 68(3) 21(3) 21(3)

<표 21> 상안교 서 교차로 신호 시간 및 감응식 제어 현시 순서

제 3절 개별차량 특성 분석

1. 여천 2교 사거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정된 교차로의 딜레마 구간을 선정하기 위

해 교차로의 차량 접근 속도 및 분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다음의

<그림 25>에서와 같이 구간별로 차량의 접근 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5> 여천2교 사거리 속도 조사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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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거리(km) 시간대
북-남 방향 남-북 방향

주행속도 (㎞/h) 주행속도 (㎞/h)

1구간 0.7

오전 51.7 56.6

낮 52.2 52.8

오후 57.3 46.9

2구간 1

오전 26.3 53.3

낮 58.8 53.7

오후 42.9 40.7

<표 22> 여천2교 사거리 속도 조사 결과

조사 결과는 위의 <표 22>와 같으며 차량 접근 속도별 분포를 조사

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26>과 같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h이며 실제 통행 차량의 접근 속도는 평균 53.73km/h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전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평균 속도가 제한 속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여천2교 사거리 개별 차량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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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양터미널 사거리

언양터미널 사거리에서의 교차로 접근 속도 조사 결과는 아래의

<그림 27>과 같으며, 평균속도는 55.04km/h, 표준편차가 9.9499이며 정

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언양터미널 사거리 개별 차량 속도분포

3. 상안교서교차로

상안교서교차로의 교차로 접근 속도 조사 결과는 아래의 <그림 30>

과 같으며, 평균속도는 56.86km/h, 표준편차가 10.4285로써,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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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상안교 서 교차로 개별 차량 속도분포

제 4절 검지기 위치 선정

1. 여천 2교 사거리

본 교차로에서 각 접근 속도에 따라 산출된 딜레마 구간의 길이는

아래의 <표 23>와 같으며 각 접근 속도의 분포에 따른 차량 비율을 토

대로 교차로 접근로 내에 차량이 딜레마 구간에 위치할 확률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 29>이다.

이를 통하여 산출된 딜레마 구간은 교차로의 정지선으로부터 22m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하여 35m 떨어진 지점에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구간에 황색 신호 시 차량이 존재할 확률은 44.64%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딜레마 구간 내에서 차량이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위

치인 정지선으로부터 32m 떨어진 위치에 검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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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구간

(km/h)

딜레마 구간

시작 지점,  (m)

딜레마 구간

끝 지점,  (m)
비율

30-35 5.9 19.2 2%

35-40 8.7 24.5 6%

40-45 11.5 29.4 16%

45-50 14.7 34.7 21%

50-55 18.3 40.4 19%

55-60 22.3 46.4 11%

60-65 26.6 52.9 7%

65-70 31.3 59.7 6%

70-75 36.5 66.9 5%

75-80 42.0 74.5 5%

80-85 47.9 82.4 2%

<표 23> 여천 2교 사거리 접근 속도별 딜레마 구간 길이

<그림 29> 여천 2교 사거리 접근로 딜레마 구간 확률 분포

2. 언양터미널 사거리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출된 접근속도에 따른 딜레마 구간은 아래의

<표 24>와 같으며, 이에 따른 딜레마 구간의 확률 분포는 아래의 <그림

30>과 같다.

즉, 본 교차로의 딜레마 구간은 교차로의 정지선으로부터 13m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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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20m 떨어진 지점에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황색 신호 시 딜레마 구간에 차량이 존재할 확률은

51.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구간
(km/h)

딜레마 구간
시작 지점,  (m)

딜레마 구간
끝 지점,  (m)

비율

30-35 5.9 19.2 2%

35-40 8.7 24.5 6%

40-45 11.5 29.4 16%

45-50 14.7 34.7 21%

50-55 18.3 40.4 19%

55-60 22.3 46.4 11%

60-65 26.6 52.9 7%

65-70 31.3 59.7 6%

70-75 36.5 66.9 5%

75-80 42.0 74.5 5%

80-85 47.9 82.4 2%

<표 24> 여천 2교 사거리 접근 속도별 딜레마 구간 길이

<그림 30> 언양터미널 사거리 접근로 딜레마 구간 확률 분포

따라서 딜레마 구간 내에서 차량이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위치인

정지선으로부터 18m 떨어진 위치에 검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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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안교서교차로

상안교서교차로에서 산출된 접근속도에 따른 딜레마 구간은 아래의

<표 25>와 같으며, 이에 따른 딜레마 구간의 확률 분포는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즉, 본 교차로의 딜레마 구간은 교차로의 정지선으로부터

13m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21m 떨어진 지점에서 끝()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황색 신호 시 딜레마 구간에 차량이 존재할

확률은 59.0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구간
(km/h)

딜레마 구간
시작 지점,  (m)

딜레마 구간
끝 지점,  (m)

비율

30-35 5.9 19.2 1%

35-40 6.3 20.0 5%

40-45 6.7 20.9 8%

45-50 7.2 21.8 12%

50-55 7.7 22.7 16%

55-60 8.2 23.6 18%

60-65 8.7 24.5 18%

65-70 9.2 25.5 12%

70-75 9.8 26.5 6%

75-80 10.4 27.4 3%

80-85 10.9 28.4 1%

<표 25> 상안교 서 교차로 접근 속도별 딜레마 구간 길이

<그림 31> 상안교 서 교차로 접근로 딜레마 구간 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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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딜레마 구간 내에서 차량이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위치인

정지선으로부터 20m 떨어진 위치에 검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5절 효과 분석

1. 여천 2교 사거리

앞 절을 통하여 산출된 검지기 위치와 기존 검지기 설치 위치와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HILS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효과 척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네트워크는 아래의 <그림 32, 33>과 같으며 기존

의 검지기 설치 방식에 따라 네트워크 중간 지점인 교차로의 정지선으로

부터 120m 지점에 검지기를 설치한 것과,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정

지선으로부터 32m 지점에 검지기를 설치한 것을 각각 반영 하였다.

<그림 32> 기존 검지기 위치에 따른 여천2교 사거리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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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산출된 검지기 위치에 따른 여천2교 사거리 네트워크 구성

그 결과 Delay time은 32.43초에서 31.49초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지체가 3.9%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차량

의 특성 및 교차로에서 실제 차량의 접근 속도를 반영하여 검지기 위치

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감응식 신호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언양터미널 사거리

앞 절을 통하여 산출된 검지기 위치와 기존 방법에 따른 각각의

HILS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네트워크는 아래의 <그림 34, 35>과 같으며 기존

의 검지기 설치 방식에 따라 교차로의 정지선으로부터 120m 지점에 검

지기를 설치한 것과,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검지기 설치인 교차로의

정지선으로부터 18m 지점에 검지기를 설치한 것을 각각 반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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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기존 검지기 위치에 따른 언양터미널 사거리 네트워크 구성

<그림 35> 산출된 검지기 위치에 따른 언양터미널 사거리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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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Delay time은 33.08초에서 26.38초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지체가 20.1%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체 감소에 상

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안교서교차로

상안교 서 교차로도 마찬가지로 앞 절을 통하여 산출된 검지기 위치

와 기존 방법에 따른 각각의 HILS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네트워크는 아래의 <그림 36, 37>과 같으며 기존

의 검지기 설치 방식에 따라 교차로의 정지선으로부터 120m 지점에 검

지기를 설치한 것과,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검지기 설치인 교차로의

정지선으로부터 20m 지점에 검지기를 설치한 것을 각각 반영 하였다.

<그림 36> 기존 검지기 위치에 따른 성안교서 교차로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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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산출된 검지기 위치에 따른 성안교서 교차로 네트워크 구성

그 결과 Delay time은 20.03초에서 13.53초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지체가 32.4%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체가 크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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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최근의 교통 신호 운영의 흐름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및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응식 신호 제어 교차로의 최적 검지

기 위치를 도출함으로써 차량의 지체를 최소화 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검지기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

고 있지 않아, 실시간 대응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어 감응식 신호 제어를

통한 교차로 운영 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교

차로의 특성 및 개별 차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검지기 위치를

찾아내고 HILS를 통하여 그 효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별 차량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교차로 접근로에서 차

량의 접근 속도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조사 결과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는 평균적으로 제한속도에 비하여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에 따라 딜레마 구간은 확률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황색시간

에 딜레마 구간 내에 차량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위치를 검지기의 설

치 위치로 결정한다. 이를 통하여 차량은 가장 높은 확률로 지체를 발생

시키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상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각 3.9%, 20.1%,

32.4% 의 지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 감소 효과에 편

차가 나타나는 것은 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포화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로의 포화도가 높을수록 신호 운영 방식이 TOD방

식과 가까워져 지체감소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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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는 약 20%의 지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으며 이

는 감응식 신호 교차로 운영 시 검지기의 설치 위치를 정함에 있어 교차

로의 특성과 개별 차량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 교차로와 개별차량의 특성은 교차로의 위치나 기하 구조의 특성,

도심으로부터 근접도와 사회적 변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

에 향후, 본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대상

지를 선정하여 다양한 효과척도의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딜레마 구간과 검지기의 설치 위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 차량의 속도 분포가 본 연구에서는 8개의 대상지를 통하여 제한 속

도보다 다소 작은 속도를 평균으로 하여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더 많은 표본을 통해 교차로 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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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ffic control system has developed urban-centered. It

makes various signal operation system. Up-to-date signal operation

system aims to maximize efficiency by using detectors for

corresponding to states of traffic. But an effective signal operation

system can decline according to location of detector.

This problem makes unnecessary queue, waste of time and

fuel opposite to what was intended. It cause increasing

distribution costs and air pollution. So in this paper studies way

to the most proper actuated traffic control technique reflected

states of real-time traffic and development of an estimate

detector locations on an actuated traffic control intersection

management system for an effective signal operation.

So in this paper yielded the detector location reflected the

geometric specificity of cross section for minimizing the delay.

After than, analysis of efficacy is conducted by using HILS,

and try to verify the efficacy in several analysis target areas.

As a result, the delay is decreased average 20% by

optimized detector location that means this methodology of an

estimate can help an actuated control intersection operated

effectively.

◆ Key words : Actuated traffic control, individual feature of vehicle,

detector location, H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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